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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

The Harmony of Cross-Culture

red design
취재 이지원

영국 출신의 두 디자이너 Michael McGirr와 Matthew Lemar가
주도하는 red design은 중국 상해를 기반으로 개성 있는 레스
토랑과 리조트 프로젝트를 펼치는 인테리어 스튜디오다.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만들기 전,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

중국 상해의 매력에 푹 빠진 두 디자이너가 이끄는
red design. 10년 째 상해에서 활동하며 도시에 대한
사랑을 내비치는 red design은 동양과 서양의 색깔
이 어우러진 독특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던 Michael McGirr는 일본에 건너가 자국 내 손꼽히는 건축가
Kume Sekkei 밑에서 디자인 철학을 다졌다. 그는 공간의 여
백과 불완전함의 미학을 중시하는 일본 전통의 ‘마(間)’와 ‘사
비(寂)’ 정신에 매력을 느껴, 동양권을 무대로 작업을 펼치고자
다짐했다. 아울러 영국 내 유수 디자인 회사에서 실무를 쌓은
Matthew Lemar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두 사람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상
해에서 뜻을 합쳐 red design을 설립하고, 고유의 역사적 스타
일을 창조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이렇듯 여러 국가와 도시의 색채를 담은 red design은 프로젝
트마다 확연히 다른 성격을 뽐내면서, 오리엔탈의 매력을 온전
히 살려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현재 30여 명이 넘는 직원을 이
끌며 글로벌한 명성을 펼치는 red design이 장소와 역사에 대
한 독자적인 안목을 담은 디자인을 꾸준히 제안하길 기대한다.

>>> Profile
2007 Established red design
>>> Award
2017 AD100(The 100 Most Influential Architects and Designers
in Chin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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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온 듯 여유로운 분위기를 전하는 실내.

highline
Design / red design · Michael McGirr
Location / 282 Huaihai Middle Road, Shanghai, China
Area / 800m²
Photography / Seth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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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컬러와 우드, 스톤 소재가 어우러져
따뜻하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highline
고운 파스텔 톤을 입은 미드센추리 모던 가구.

중국 상해 중심가 The Ascott Hotel & Serviced Apartments의
6층 테라스에 위치한 레스토랑 겸 바 highline. 마치 미국 캘리포
니아에 온 듯 여유로움을 지향한 highline은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
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따스하고 세련된 감성을 선보인다.
말끔한 화이트 컬러의 벽체와 우드 바닥을 적용한 실내는 파스텔

원 그래픽을 새긴 유리 파티션이 감각적인 느낌을 돋운다.

컬러를 입힌 미드센추리 모던 가구를 놓아 고급스러운 인상을 전한
다. 천장과 벽체 파티션, 조명 등에 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부드러
운 감각을 돋우는데, 메인 홀 중앙의 천장을 둥글게 매입한 후 간접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죽 소파와 스톤 타일이 조화를 이뤄 한층 세련된 감성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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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천장을 둥글게 매입한 후 둘레를 따라 간접 조명을
설치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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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펜던트 조명을 일렬로 달아 율동감을 살린 바 공간.

highline
천장과 벽체에 전면 유리를 시공해 햇빛을 한껏 들이는 창가.

또 짙은 그레이 빛 스톤과 월넛 소재로 한층 무게감 있게 연출한 바 공간 역시 천장 패널 아래 둥근 펜던트 조명을 일렬로 달아 스타일을 강조했다.
도시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창가는 천장과 벽체에 전면 유리를 시공해 햇빛을 한껏 들이는데, 유리벽의 폴딩 도어를 활짝 열어 개방
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짙은 코랄과 민트 컬러의 소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벤치가 어우러져 생기 있는 무드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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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중국 아르데코 풍 극장을 콘셉트로 한 맥주 펍.

SHANGHAI BREWERY DONGHU
Design / red design · Michael McGirr
Location / 20 Donghu Road, Shanghai, China
Area / 500m²
Photography / Brandon Mc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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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은 바닥의 로고.

SHANGHAI BREWERY DONGHU

상해 동후(Donghu)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맥주 펍
SHANGHAI BREWERY DONGHU. 오래된 중국 아
르데코 풍 극장을 콘셉트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유니
크한 감성을 담은 공간을 완성했다.
베이지 컬러의 스톤 벽체에 기이한 패턴을 조각한 입구
는 묘한 분위기를 지녀 발걸음을 이끈다. 전체적으로 실
내는 비비드한 컬러와 기하학 패턴, 클래식한 데커레이
션을 가득 채워 옛 스타일의 멋을 표현했다. 특히 입구
옆에 위치한 바 공간은 벽체에 황동 파이프로 프레임을
제작했으며, 그 아래 얇은 라인을 겹쳐 풍성한 이미지를
그렸다. 그 앞에 스톤을 섬세하게 조각한 바 테이블과 그
린 컬러의 가죽 바 체어를 놓아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느
낌을 자아낸다. 뿐만 아니라 아르데코 양식을 온전히 살
린 계단 역시 돋보인다. 난간의 끝을 소용돌이 형태로 제
작한 이 계단은 층계마다 블랙 앤 화이트의 마름모 패턴
타일로 마감해 콘셉트를 강화했다.

옛 스타일의 멋을 표현하는 기하학 패턴의 패브릭
업홀스터리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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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빛을 내는 맥주 통과 레트로 그린 컬러의
네온사인이 콘셉트를 더욱 강조한다.

계단을 따라 이어지는 2층은 편히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푹신한 가죽 소파를 곳곳에 배치했다. 그중 짙은 그린 컬
러의 타일로 마감한 한쪽 벽면은 골드 빛을 내는 맥주 통
과 레트로 그린 컬러의 네온사인이 조화를 이뤄 마치 오
래된 영화관의 광고판을 보는 듯한 감각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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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HAI BREWERY DONGHU
톡톡 튀는 옐로, 민트 컬러의 간판.

실내 곳곳에 복고 느낌의 사이니지로 포인트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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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퓨전 음식을 선보이는 10여 년 전통의 레스토랑 T8이 상해
후빈(Hubin) 가의 쇼핑몰에 새 지점을 열었다. 집이 촘촘히 붙
어 있는 연립주택 스쿠먼(石庫門)에서 영감을 받은 T8은 정겹고
동양적인 분위기 속 따뜻한 식사 시간을 제공한다.
어두운 톤을 바탕으로 짙은 우드, 산화된 금속 소재가 한데 어우
러진 실내는 전통적인 요소를 곳곳에 심어 특유의 오리엔탈 감성
을 뽐낸다. 기존 중앙 엘리베이터 부스 때문에 다소 답답한 느낌
을 주던 내부는 부스 표면에 산화된 철판을 감싼 후 둘레를 따라
좁은 통로를 만들어 스쿠먼의 좁은 길처럼 연출했다. 공간 구조
를 적극 활용해 고유한 ㅁ자형 동선을 완성한 것으로, 묘한 블루
와 브라운 컬러를 지녀 신비로움을 배가한다. 아울러 높은 층고
를 지닌 통로의 천장은 ㄱ자 모양의 철제 프레임을 가득 채워 안
정감 있는 높이를 조성했다. 천장 곳곳에 매단 보름달을 닮은 구
조명은 스쿠먼에서 보는 밤하늘을 떠올리게 해 이곳만의 색깔을
한층 강조한다.
이외에 통로를 따라 위치한 테이블 공간은 중국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 문양의 스크린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프라이빗
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묘한 블루와 브라운 컬러가 신비로운 레스토랑.

T8
Design / red design · Michael McGirr, Matthew Lemar
Location / 168 Hubin Road, Shanghai, China
Area / 300m²
Photography / Seth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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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엘리베이터 부스의 둘레를 따라 ㅁ자형 동선을 완성했다.

T8
짙은 우드와 금속 소재가 한데 어우러진 실내. 천장 곳곳에
보름달을 닮은 구 조명을 달아 오리엔탈 감성을 자극한다.

테이블 공간을 구획하는 전통 문양의 스크린 패널.

벽면을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장식장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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